뉴스 업데이트
노벨상 수상자 요나트
아다 요나트 Ada Yonat 교수가 단백질 생성 리보솜 분야 연구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여 금주 스웨덴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요나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9 번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모스크 방화
금요일 아침, 북부 사마리아의 크파르 야수프 Kfar Yasuf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스크에 불이 났다고 이스라엘 당국으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
유대교인들의 소행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가들과 랍비들은
즉시 방화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군이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난파선 피해자 구출
토요일 아침 10 시,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해안에서 5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키프로스 발 화물선의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제 669 특공 구출대를
쾌속정 및 헬리콥터와 함께 보냈습니다. 영국-키프로스 팀이 첫 번째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폭풍은 심했고, 3-4m 의 파고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특공대는 헬리콥터에서 선을 타고 내려와 4 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구출했습니다.
12 명의 선원들이 아직 행방불명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한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중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음의 선재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전쟁이
정당화됨을 뜻합니다. 전쟁이 최후의 방편 혹은 자위의 수단으로 쓰일 때, 사용된 무력이 균형적일 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민간인을 폭력에서 제외시킬 때입니다.
테러리즘은 오래된 전술이지만, 현대의 기술 덕에 사람이 몇 안 돼도 커다란 분노만 갖고 있다면,
끔찍할 정도의 규모로 무고한 이들을 죽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악이 존재합니다. 비폭력 운동은 히틀러의 군대를 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협상으로 알카에다의 지도자들이 무기를 버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때로 무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견유주의로 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이성의
한계를 말입니다.

“임무(Mission)” 수행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요한 아웃리치 사역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여러 공동체에서 론 캔터 Ron Cantor 의 인도(엘리 비른바움 Eli
Birnbaum 과 프레디 인트레이터 Freddy Intrater 보조)로 이번 주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번 사역은 나이지리아 원주민들, 특별히 곰비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번째 집회에
25,000 명이 참석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 스튜어트 Stuart 와 챈텔 위노그라드 Chantelle Winograd 부부, 그리고
길라드 Gilad 와 미리암 요시안 Miriam Yosian 부부가 이번 주에 고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인도 원주민들, 이스라엘 청년들,
휴가를 보내고 있을 영적 구도자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

저희 간사들 중 샤니 Shani, 사하르 Sahar, 이단 Idan, 아우레 Aure 등이
갈릴리에서 에탄 쉬쉬코프의 주도로 열린 전국 이스라엘 청소년 수련회
<카찌르>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연중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부흥
집회 중 하나입니다.

세례자들
이번 주 예슈아의 구원을 인해 물 세례를 받은, 두 명의 귀한 이스라엘인 I 와 L 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세례식은 에디 산토로까 인도했습니다. 이 두 명은 전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이스라엘 토박이입니다.

성적 장애에 맞서라
저는 성경에 나타난 저희 조상들의 성적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아내를 블레셋 남자들에게 내어주며 그들을
누이라고 했습니다.
· 사라, 라헬, 레아는 모두 자신들의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줘 동침하고
잉태하게 했으며, 남편들도 동의했습니다.
· 롯의 딸들은 부친을 취하게 한 뒤 그를 통해 잉태했습니다.
· 야곱은 자매인 두 아내의 질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 르우벤은 부친의 첩과 동침하여 장자권을 박탈 당했습니다.
· 오난은 처음으로 자위행위 한 자로 기록됩니다.
· 유다는 메시아의 씨를 물려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창녀들을 찾아갔습니다.
삼손, 다윗, 암논, 압살롬 등 성적 범죄를 열거하기엔 공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적댈 때 물리침으로써,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자
뚜렷하게 힘쓴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거짓
고소했고, 요셉은 감옥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결을
인정하셨고 후에 이집트 국가의 머리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세대의 유혹을 물리치고자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거절
당하고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해도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
유혹했듯(창 39:10), 현대 사회에도 성적 유혹과 왜곡이 매일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눅 9:23).
이러한 성적
본성이 모든
대한 핑계가
성결의 영과

장애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공격했다면, 성적 유혹이라는 보편적
인간에게 얼마나 잘 통한다는 것입니까(고전 10:13)! 이것은 범죄에
아니라, 죄악에 맞서자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조상들의 예를 통해,
예슈아의 이름으로 이겨낼 힘을 얻읍시다.

